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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동차 산업은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 경량화를

위한 많은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 자동차 시트는 여러

모듈단위의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모듈부품으로 모터와

기어박스(Gearbox), 고정장치, ECU(Electronic Control Unit), 

스위치(Switch)들이다. 모듈부품은 여러 차종에 공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화 생산공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자동화 생산라인은

설비투자 비용은 높지만 안정된 품질과 대량생산으로 제조원가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모듈부품은 완성차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주를 위해 글로벌 경쟁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파워시트 레일 기어박스(Power seat Rail Gearbox)

모듈부품을 내부구조 최적화와 소재변경으로 보다 근본적인 부품

경량화와 제조비용을 줄이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어박스에서 무게

비중이 가장 높은 부품을 기존 금속재에서 비금속재료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적용하여 경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금속재 보다 비중이 약 15% 수준으로 경량화의 장점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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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지만, 기계적성질이 낮고 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질만 변경할

수 없다. 기어박스에서 요구되는 크기제한과 강도, 내구성, 기본 성능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마찰 특성이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마찰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부품을 제거하여

부품 수를 줄일 수 있다. 기어박스 요구강도에 대한 원리실험과 플라스틱

소재 선정으로 기어박스 내부 구조를 최적화하고 강도해석과 실험으로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기어박스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적용한 파워시트 레일

기어박스는 혁신적인 부품 경량화와 제조비용을 줄임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키우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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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자동차 산업은 에너지 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 경량화를

위한 많은 연구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자동차는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자동차로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전기자동차는 1회

충전에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부품 경량화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시트프레임 경량화 동향 분석결과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는 기존 구조에서 구조와 고장력강, 조립공법 최적화 설계로

경량화를 실현하고 2단계는 비중이 낮은 알루미늄(Aluminum), 마그네슘

(Magnesium), 플라스틱(Plastic) 소재를 적용하여 경량화가 가능하다. 

최근 활발하게 연구개발 되고 있는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는(1) 압연강판 보다 약 30배 가량 제조원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

어서 경량화 효과는 뛰어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3단계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방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신뢰성이 높아지

게 되면 안전법규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시트는 요구되

는 강도가 낮아지는 만큼 경량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 시트는 여러 개의 모듈화(2) 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1)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인장강도 3Gpa(기가 파스칼, SI 단워)의 높은 강도 특성을 가지는 복합소재.

(2) 모듈화: 작은 단위의 조립된 부품으로 모듈 단위로 상품화되어 판매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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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모듈부품으로는 모터와 기어박스(Gearbox), 고정장치(3), 

ECU(Electronic Control Unit), 스위치(Switch)들이다. 모듈부품은 여러

차종에 공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화 생산공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자동화 생산라인은 설비투자 비용은 높지만 안정된 품질과

대량생산으로 제조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모듈부품은 각 제조사

마다 완성차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4) 수주를 위해

글로벌 경쟁사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파워시트 레일 기어박스(Power seat Rail Gearbox) 

모듈부품의 경량화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레일 기어박스는 시트

한석에 2 개가 적용된다. 전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약 1 억대로

기어박스는 약 20% 차량에 적용 중이다. 소비자들은 편의 기능을

선호하기 때문에 차량 판매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레일 기어박스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현재 양산, 개발되고

있는 거의 모든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제조비용 높기

때문에 고급차량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1 회

충전에 항속거리가 짧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 경량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레일 기어박스는 경량화와 품질, 원가 경쟁력을 가질 경우

전세계 완성차 OEM 에 수주 확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고정장치: 리클라이너(Recliner), 레일(Rail), 래치(Latch) 등의 모듈 부품

(4) 완성차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포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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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논문에서는 레일 기어박스 모듈부품의 보다 획기적인 부품 경량화를

위해 구조를 최적화하고, 무게 비중이 가장 높은 부품을 기존 금속재료에

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gineering Plastic)(5)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와

분석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레일 기어박스에서 요구하는 강도에 대한 영

향을 분석하고 기어박스의 작동효율과 마찰특성을 고려하여 부품 수 최소

화 구조에 관한 연구와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1.3 논문의 구성

제2장에서는 레일 기어박스의 구동원리와 특징, 기어박스의 요구성능, 

경량화를 위한 이론적 과제에 대한 고찰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엔지니

어링 플라스틱 소재 변경 부품의 강도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원리연구와

목표강도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보완 연구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선정 및 기어박스 구조 최적화 디자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강도와 요구 성능에 대한 이론과 실험으로 유효성을 분석하였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논문의 결론을 정리하였다.

                                  

(5)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ngineering Plastic): 공업재료, 구조재료로 사용되는 높은 강

도의 플라스틱을 말하며 플라스틱은 ①범용 플라스틱 ②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③슈퍼 엔

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3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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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트 프레임 경량화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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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레일 기어박스의 작동원리 및 특징

2.1.1 파워 시트 시스템

자동차 시트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매뉴얼 시스템(Manual system)과

전동으로 조작하는 파워 시스템(Power system) 두 가지로 나뉜다. 파워

시스템은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메인 커넥터(Main connector)

를 통해 전원이 인가되고 스위치(Switch) 조작으로 각각의 시트 모터가

기동되어 시트 쿠션(Seat Cushion) 기울기와 높낮이 조절과 시트 전후방

향, 시트 백(Seat back) 전후 방향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전동으로 동작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파워 시스템은 조작되는 방향을 기준으로 운전석

기본 8방향, 동승석은 6방향 작동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

근 요추를 지지하는 모듈이 4방향 작동 기능이 운전석에 기본으로 구성되

어 12 방향 작동, 동승석 쿠션 높낮이와 기울기 4 방향 작동 기능이 포함

되어 8 방향 작동 기능으로 시트의 편의기능 확대와 수요가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다. 따라서 파워 시트 시스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 파워 시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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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레일 구조 및 작동원리

파워 레일 시스템은 980Mpa(메가 파스칼, SI 단위)급(1) 고장력 강판

으로 구성된 레일 단면에서 어퍼 레일(Upper rail)과 로어 레일(Lower 

rail)은 구름 볼(Ball)에 의해 약100kgf의 수직하중을 구름마찰로 시트

전후 방향으로 작동이 된다. 모터가 축을 구동시키고 레일 기어박스에 전

달되어 기어박스는 2차 감속으로 시트를 전후 방향으로 80kgf 이상의 추

력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어박스는 미끄럼 마찰 구

조이기 때문에 작동 소음과 진동에 굉장히 민감한 품질특성을 가지기 때

문에 까다로운 사용자의 불만이 가장 많은 모듈 부품이기도 하다. 레일은

시트를 상하 방향으로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기어박스는 시트 전

후방향으로 고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2-2] 파워 레일 시스템

                                  

(1) 980Mpa(메가 파스칼, SI 단위)급: 숫자의 기준은 재료의 인장강도 단위로 최근

1.2Gpa급, 1.5Gpa급의 초고장력강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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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기어박스 구조 및 작동원리

레일 기어박스는 랙 앤 피니언(Rack and pinion)구조, 웜(Worm) 구조, 

웜 앤 웜휠 앤 리드 스크류(Worm and worm wheel and lead screw) 구

조 등 여러 가지 구조의 모듈이 생산되었지만 최근 글로벌 경쟁사의 대부

분의 구조는 2차 감속을 하는 웜 앤 웜휠 앤 리드 스크류 구조를 채택하

고 있다. 부품 수와 구조가 가장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시트 레일 단

면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웜 앤 웜휠 앤 리드 스크류 구조는

모터의 동력을 전달받아 웜과 웜휠 1차 감속을 거치고 웜휠과 리드 너트

(Nut) 일체형 기어가 2차 감속으로 일정한 속도와 추력을 가지는 구조로

감속효율을 올리고,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해 댐퍼(Damper), 부시(Bush)

가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a) 레일 단면 및 기어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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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어박스 분해도

[그림 2-3] 기어박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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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레일 기어박스의 요구성능

기어박스 하우징 소재 금속재료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변경할

경우 모든 성능은 기존제품 대비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나와

야 된다. [표 2-1]에 나타난 기어박스에 요구성능은 기본성능, 강도시험, 

신뢰성시험으로 구분된다. 요구강도는 정하중강도, 시트 벨트 앵커리지 시

험(Seat belt anchorage test)(1)을 만족해야 된다. 신뢰성시험 항목으로

작동내구시험(2), 반복피로내구시험(3), 환경시험(4)은 기존의 기어박스 구

조에서 기본적인 특성은 거의 동일한 구조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논문

에 신뢰성 시험에서는 제외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구되는 강도와 추력에

대해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어박스의 요구성능을 기준으로 하고 경량화 목표는 [표 2-2]에 나

타난 바와 같이 기존 대비 25% 이하로 목표를 수립하였다. 일반적으로

부품 경량화를 위해 획기적인 구조 변경이나 소재를 변경하지 않고 10% 

이상 경량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

으로 비중이 낮은 재질변경으로 경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하우징 소재

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로 적용하여 내부 마찰 저감 방지용 부품을

삭제하고 구조를 단순화시켜 반자동 조립 설비에서 자동 조립설비에 유리

한 구조로 연구 검토하고자 한다. 기어박스 모듈은 기어박스와 리드 스크

류, 마운팅 브라켓(Mounting bracket)이 포함되지만 경량화 목표는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어박스만 분리하여 수치화 하였다.

                                 

(1) 시트 벨트 앵커리지 시험: 자동차가 전방 충돌 조건을 가정하여 시트 벨트에 가해지

는 관성하중을 정적인 하중을 부하하여 파괴될 때까지 수준을 확인하는 시험 방법.

(2) 작동내구시험 : 실 사용자 무게만큼 부하 후 작동방향 반복으로 작동시켜 내구성능

을 실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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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기어박스의 요구성능

[표 2-2] 기어박스 경량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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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량화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과제

기어박스 경량화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시트레일 기어박스 중량 비중이 가장 높고 마찰 특성에 영향이 많

은 하우징의 재질을 기존 금속재료(비중 약6.8)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비중 약1.4)으로 소재 선정.

(2) 시트레일 기어박스 레일 단면 내장형으로 외형은 기존 제품과 같

거나 이하로 설계하고 하우징의 재질에 따른 강도 영향 분석

(3) 기어박스 요구 강도 2,000kgf 강도 해석과 실험을 통해 검증

(4) 기어박스 추력 이론적 검증과 주요 영향 인자 도출

(5) 항복강도 실험 및 시트 시험에서 요구되는 항복강도 실험으로 기

어박스 경량화 구조설계의 유효성을 검증.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응용하여 초경량 레일 기어박스 구조설계

를 하기 위해 풀어야 할 제약 조건을 도출하고 해석과 실험으로 결과를

분석하여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3) 반복피로내구시험: 실 사용자의 악의 조건 하중을 반복적으로 하중을 부하하는 피로

내구성 실증 시험

(4) 환경시험: 아의 조건의 고온환경, 저온환경, 저습도 조건에서 작동성능 및 내구성 실

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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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어박스 설계

3.1 하우징 강도영향 원리실험

하우징(Housing)(1) 강도영향 원리실험 목적은 기존의 ZnDC3(2) 소재

보다 플라스틱은 인장강도가 낮기 때문에 하우징 소재의 물리적 특성이

기어박스 정하중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실험 방법은

기존에 생산중인 기어박스와 기존 기어박스에서 하우징 소재만 변경하여

정하중 강도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우징을 제외한 나머지 구조와 구

성 부품은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소재는 2가지로 선정하였다. 첫째

는 플라스틱 소재 ABS로 3D프린팅으로 샘플을 제작하였다. ABS의 일반

적인 인장강도는 32Mpa 수준으로 3D프린팅으로 제작방식이 원소재 적층

방식이기 때문에 강도는 더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적층방향으로

10Mpa이하로 하우징 강성을 무시해도 될 수준의 샘플이다. 두 번째는 플

라스틱 소재 MC Nylon 인장강도 75Mpa, 인장신율 25%로 늘어나는 성

질을 가지는 소재로 NC 가공(3)을 하였다. 두 가지 샘플 모두 기존의

ZnDC3 소재의 인장강도16% 이하로 기계적물성 차이가 크다. 실험방법

은 [그림 3-1]과 같이 레일 정하중강도 시험기에서 기어박스를 시트 레

일에 조립하고 [그림 3-2]와 같이 레일을 수직으로 세워서 수직방향으로

레일을 가압하여 기어박스가 파괴되는 시점까지 최대 응력을 실험하였다.

                                         

(1) 하우징(Housing): 기어박스 몸체에 해당되는 부품으로 무게 비중이 가장 큰 부품

(2) ZnDC3: 아연 합금강으로 인장강도 283Mpa 수준임

(3) NC가공(Numerical Control): 수치제어 장치를 결합한 공작기계를 활용한 기계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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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레일 정하중 강도 시험기

[그림 3-2] 레일 정하중 강도 시험조건(하중 부하 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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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실험 결과 [표 3-1]과 같이 현재 양산되고 있는 기어박스의 강도

는 요구강도 Min 2,000kgf 대비 2,353kgf 수준으로 약18% 안전율이 확

인되었으나 플라스틱 소재 ABS 3D프린팅 1,109kgf, MC Nylon NC 가공

품 1,027kgf 결과를 확인되었다. 기존 대비 43%~47% 수준으로 기존 구

조에서 하우징 플라스틱 소재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1] 기어박스 강도영향 원리실험 결과

                                         

(1) 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resin) 수지: 뛰어난 성형성과 2차 가공성

을 가지는 대표적인 수지로 3D 프린팅 소재로 널리 쓰임

(2) NC Nylon: 기계 가공이 우수하여 널리 쓰이는 수지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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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운팅 브라켓(Mounting bracket) 보강

플라스틱 하우징의 강도가 떨어지는 만큼 하우징을 고정하는 브라켓 강

성증대 필요성에 대한 결론을 원리실험결과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브라켓에서 단면계수와 강성을 올리기 위해 [표 3-2]에 나타난

기존의 브라켓 소재 SPFH590 3.6t(1)에서 SPFH780 4.2t(1)로 강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재료두께가 증가하는 만큼 디자인 최적화

설계를 통해 중량 증감은 최소화 할 수 있다. 먼저 플라스틱 하우징의 강

성을 얼마나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실험을 하였다. 브라켓 두께

를 증대하면 단면계수를 증가하고 굽힘 응력은 줄어든다. 재질 강성을 올

려 최종 기어박스 강도 실험 결과[표 3-3] 2,488kgf, 2,547kgf 로 강도

가 마운팅 브라켓 보강방안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3-2] 하우징 고정 브라켓 보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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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하우징 고정 브라켓 강도 시험결과

강도 실험 그래프 분석 결과(Fig.5) 약 600kgf 지점에서 하우징이 파

손되었다. 하우징 초기 파손에 대한 항복강도 분석은 하우징 소재 선정

이후 검증이 필요하다.

                                          

(1) SPFH590 3.6t, SPFH780 4.2t: 구조용 압연강판으로 앞자리 숫자는 인장강도이고

단위는 Mpa(메가 파스칼, SI 단워)임, “t”는 강판의 두께이고 단위는 m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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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하우징 고정 브라켓 강도 시험결과 그래프

3.3 플라스틱 소재 선정

기어박스 하우징에 적용할 플라스틱 소재는 사출 후 치수 정밀도와 기

계적 특성들이 중요한 요소이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POM과

PA66 계열을 소재에서 글라스 파이버(Glass Fiber), 미네랄 필러

(Mineral Filler) 첨가하여 기계적 강도와 사출 치수 안정도, 고유동성, 도

장특성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표 3-4]에 나타난 소재 3종을 대상으로 검토 진행하였다. 기어박스에

서 요구되는 강도를 만족하기 위해 기계적 성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만 취성이 나쁘고 마찰 특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제약이 따른다.

유리강화섬유 글라스 파이버와 미네랄 필러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유리강화섬유 플라스틱 소재는 상온에서 인장신율이 3% 수준밖에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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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기어박스 강도 시험에서 2차 변형에 응력을 분산시켜주지 못하는 단

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어박스 하우징의 요구 특성은 강도와 사출성

형 시 치수 안정도, 마찰계수가 매우 중요하다. 세 가지 소재의 특성은

[표 3-4]와 같다. 특히 글라스 파이버 첨가율이 높을수록 인장강도는 올

라가지만 마찰특성이 나빠 소음 진동이 불리하고 상대부품의 내마모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검토가 진행되었다.

[표 3-4]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기계적 성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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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어박스 디자인 컨셉

기어박스 하우징 소재에 대해 기존 다이케스팅 공법 금속재에서 엔지니

어링 플라스틱 소재로 변경 가능성에 대한 원리실험 결과에서 하우징의

강도가 떨어져도 하우징을 고정하는 브라켓 구조를 보완하면 충분히 기어

박스에서 요구되는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하우징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출 소재로 변경할 경우 구성 부품 단순화가 가능

하고, 제조 공정이 단순화할 수 있어 제조비용도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하우징 소재는[그림 3-4] ZnDC3종에서 플라스틱 소재 PA66로 선

정을 하였다. 소재는 사출 성형 조건에서 수축, 팽창률에 따라 치수 정밀

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신규 소재는 추가로 제작하고 평가 진행

할 수 있다. 중량은 디자인 모델 기준 49.1g에서 10g으로 39.1g의 경량

화 효과가 나타났다.

[그림 3-4] 기어박스 하우징 재질 및 부품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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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팅 브라켓 소재는[그림 3-5] SPFH590 3.6t에서 SPFH780 4.2t 

변경하고 외형을 축소 최적화 설계로 47.9g에서 59g으로 10g 소폭 증가

하였다.

[그림 3-5] 마운팅 브라켓 재질 비교

기어박스 디자인 컨셉으로 기존 11종 18개의 부품에서 7종 11개의 부

품으로 부품 수를 줄이고 중량은 디자인 모델 기준 30%의 경량화 효과를

실현하였다. 상세 내용은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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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세부 부품 비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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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및 분석

4.1 강도 해석(FEA)(1)

기어박스 하우징 소재, 마운팅 브라켓 소재 반영된 최종 설계 모델로 시

트 레일 단위 전후 수평방향으로 최대응력에 대해 해석 검증을 실시하였

다. 로어 레일을 강체 조건으로 고정하고 어퍼 레일을 수평방향으로 하중

을 부하 하는 조건으로 해석 결과 [그림 4-1] (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리드 스크류 후방위치 좌굴 현상이 나타나지만 기어박스 최대응력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우징의 강도를 올리는 결정

적인 영향으로 [그림 4-1] (b)에 나타난 결과로 마운팅 브라켓과 리드

스크류에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변형이 발생되고 변형량에 따라 마운팅

브라켓 홀(Hole)과 리드 스크류 나사산의 간섭 현상이 최대 응력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하우징은 측면 벌어짐 현상은 나타났지만

강도에 문제가 없었다. 최종 디자인 모델의 강도 해석결과 2,020kgf 수준

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최종 파단 부품은 플로어(Floor) 마운팅 브라켓

파단으로 현재 양산품과 동일한 현상으로 목표 강도는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a) FEA 결과 리드 스크류 변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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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리드 스크류와 브라켓 간섭 영향

(c) 하우징 변형 상태

                                        

(1) FEA(Finite Element Analysis):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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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웜휠 변형상태와 응력분포

[그림 4-1] 정하중 강도 전산해석(FEA) 결과

[그림 4-2] 전산해석 결과 응력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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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어박스 추력 검증

기어박스 추력은 이론적으로 검증을 진행하였다. 모듈단위의 부품들 모

두 성능을 최적화로 경량화를 위한 동일한 목적을 두고 있다. 기어박스는

자동차 시트를 전후로 작동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모터를 통해 전달받

은 동력을 기어박스가 시트 전후방향으로 추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터의 성능이 최적화됨에 따라 기어박스에서 마찰 손실이 크면 여

러가지 작동 소음의 변화가 크고 불리한 사용 조건에서 움직이는 않는 문

제를 일으키게 된다. 기어박스는 정지 시에 시트와 승객을 시트 벨트로부

터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승객이 원하는 위치까지 원활하고 불쾌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원활하게 움직여야 된다.

일반적인 기어박스 추력 이론은 감속비를 기준으로 입력하중에 감속 효

율을 계수화해서 쉽게 검증이 가능하다. 감속효율 계수 값의 차이에 따라

실제 추력과의 괴리가 클 뿐만 아니라 최적화 설계를 하기위한 핵심 인자

를 판단하기 어렵다. 모터로부터 전달받은 입력 토오크(Torque)를 기준

으로 기어박스의 웜 기어에서 최종 리드 스크류까지 동력이 전달되는 접

점의 분력과 마찰력을 수식화하고 추력과 핵심인자와 영향도를 계산 검증

하였다.

기어박스의 추력은 이론 값과 실제 값의 비율을 효율로 정의할 수 있고

관계식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기어효율에 따라 추력이 결정된다.

(1) 이론값 = 입력 토오크 * 웜 기어 감속비 = 출력 토오크

(2) 실제값 = 입력 토오크 * 웜 기어 감속비 – 웜 기어 손실 - 리드

스크류 손실 = 출력 토오크

(3) 기어효율 = 실제값/이론값

기어박스의 기어비는 웜 휠 잇수, 웜 기어 줄수, 웜 휠 피치원, 웜의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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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의해 결정되고 관계식은 아래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기어 감속비

기어박스에 1차 감속이 이루어지는 웜 기어의 토오크가 웜 휠의 원주

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분력 계산식과 결과는 아래 [그림 4-4]와 같다. 

모터 입력 토오크 300Nmm 기준으로 마찰계수 윤활제 마찰계수는 0.1로

가정했다. 나머지 입력 조건 기어 압력각, 리드각, 축 반경은 최종 설계

기준으로 정했다.

(a) 웜 기어와 웜 휠 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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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입력 조건

(c) 관계 계산식

[그림 4-4] 웜 기어와 웜 휠 구동효율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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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 손실을 고려하여 웜 휠 원주 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66.6kgf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웜 휠 원주 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웜 휠 기어의

분력과 마찰 손실을 고려한 토오크(T2)가 리드 스크류에 전달되는 추력

은 [그림 3-10]과 같다.

(a) 웜 휠과 리드 스크류 분력

(b) 입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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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관계 계산식

[그림 4-5] 웜 휠과 리드 스크류 분력 계산결과

모터에서 300Nmm 입력 토오크 기준으로 파워 시트 기어박스의 추력

은 111.97kgf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시트에서 요구되는 추력 Min 

80kgf 만족하는 수준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리고 핵심 인자별 추력에 영형을 미치는 민감도에 대해 주요인자를

분석하였다. 민감도는 설계단계에서 변수로 변경이 가능한 변수를 입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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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추력에 영향을 계산한 결과 [그림 4-6] 그래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어의 마찰력이 민감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기어 소재와 윤활

그리스(Grease) 성능을 중점적으로 최적화 할 경우 동일한 모터의 성능

으로 휠씬 높은 추력과 작동소음에 민감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a) 주요인자 민감도 영향 비교 그래프

(b) 계산결과 비교도표

[그림 4-6] 감속 효율 주요인자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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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하중 강도시험

자동차 모듈 부품 개발단계 선행시작간계, 시작단계, 양산개발단계로 구

분한다. 프로젝트 목적에 따라 선행시작에서 중요한 항목을 평가하게 된

다. 이번 연구 과제 초경량 기어박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는 플라스

틱 소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요구강도에 대해 적용가능성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유효성 평가는 기본성능, 강도, 신뢰성으로 구

분된다. 기본성능은 이론적인 검증을 통해 유효성을 판단하고 신뢰성 항

목은 이후 최종 양산 개발이 결정되면 검증할 것이다. 

이번 연구과제는 초경량 기어박스 플라스틱 소재 적용 가능성에 대한

유효성 검증으로 최적화 설계된 모델 기준으로 기어박스 하우징과 관련

부품을 시작금형으로 제작하여 기본적인 조립성과 부품 중량을 측정하고

요구하는 강도시험 레일 정하중강도, 시트 벨트 앵커리지 시험을 실시하

고 결과 분석, 평가를 하였다.

기어박스 정하중 목표강도는 2,000kgf 이상으로 하고있다. 완성차에서

요구되는 강도는 약 1,600kgf으로 목표강도는 안전율을 가지고 있다. 정

하중 강도 시험은 앞서 2.3.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림 3-1] 레일

정하중 시험기로 현재 양산되고 있는 사양과 하우징 플라스틱 소재 2종을

비교 시험을 하였다.

시험방법은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 첫째로 파괴 시점까지 하중을 부하

하여 기어박스의 임계강도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그림 4-7](a) 시험결과

는 현재 양산중인 제품으로 시험 그래프에 나타난 1차 변곡점이

2,000kgf로 높은 수준으로 결과 나타났다. 파괴모드는 리드 스크류 고정

부 브라켓 파단으로 나타나고 하우징 변형은 미세한 수준이다. 임계강도

는 2,408kgf 목표강도를 만족한다. 1차 변곡점은 항목강도로 해석하기 어

렵기 때문에 별도 평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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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기어박스 강도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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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플라스틱 기어박스 강도시험 결과 <PA66 MF28% + GF10%>

[그림 4-7] (b)시험 결과 최대 임계강도는 2,464kgf로 목표강도를 만

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1차 변곡점 즉 항복강

도가 기존제품 대비 낮은 1,200kgf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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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플라스틱 기어박스 강도시험 결과 <PA66 MF40%>

[그림 4-7] 정하중 강도시험 결과

[그림 4-7](c)시험 결과 최대 임계강도는 2,164kgf로 목표강도를 만

족하지만 (b) 시험품 대비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1차 변곡점, 항복강도가

(b) 시험품 대비 높은 1,450kgf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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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험은 기어박스가 작동이 되기 직전의 항복강도 하중을 찾는

시험이다. 자동차가 충돌 사고 후 승객이 탈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도

시험 후 작동이 되어야 하는 요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림 4-7] 시험결과에서 최대 임계강도 시험에서 나타난 1차 변곡점

의 하중까지만 도달시켜 기어박스가 작동되는 시점의 항복하중을 시험하

였다.

[그림 4-8] (a) 현재 양산품 1차 하중은 1200kgf 부하 후 작동 유무

확인하고 작동될 경우 100kgf 단위로 하중을 증가시켜 기어박스가 작동

되는 시점의 항복하중 시험결과 약 1500kgf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후 기

어박스 내부의 웜휠 변형으로 작동은 되지 않지만 임계하중은 2000kgf 

이상으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8] (b) 플라스틱 PA66 MF28% + GF 10% 하우징 시험결과

항복강도는 약 1270kgf, PA66 MF40% 항복강도는 약 1350kgf 수준으

로 기존 양산품 보다 다소 낮은 결과지만 이후 Seat 시험에서 만족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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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기어박스 강도 시험결과

(b) 플라스틱 기어박스 강도 시험결과<PA66 MF28% + GF10% and 

PA66 MF40%>

[그림 4-8] 항복강도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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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시트벨트 앵커리지 시험

시트벨트 앵커리지 시험은 안전법규 시험으로 요구 강도 100%를 만족

해야 한다. 안전율 고려하여 120% 이상 목표로 하고 있다. 시험목적은

자동차가 전방으로 충돌 시 작용하는 관성하중을 정적으로 구현하여 구조

물의 강도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관성하중은 실차 충돌 시험시 인체모형

의 더미(Dummy)에서 작용하는 숄더벨트(Should belt) 관성하중과, 랩벨

트(Lab belt) 관성하중 그리고 시트 무게 관성하중으로 나뉘어진다. 시트

벨트는 3점식으로 차체 B 필러(Pillar)(1) 상단과 하단에 각각 고정 점이

있고 마지막 한 점은 시트에 고정된다. 시트에 고정된 벨트에 의해 시트

프레임 구조물에 하중을 견디기 위해 시트 프레임 구조는 고강도의 구조

로 구성되어 있다.

시트벨트 앵커리지 시험 방법은 3개의 관성하중을 각각의 실린더로

120% 하중을 10초 이내에 도달하고 10초 이상 유지 후 파괴시점까지

시험을 진행한다. [그림 4-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숄더블록(Should 

block), 랩블록(Lab block), 시트 무게 관성하중을 각각의 실린더로 하중

을 부하한다.

이번 시험의 목적은 파워 레일 기어박스의 항복강도가 시트벨트 앵커리

지 시험 120% 이후 정상 작동이 되는지 확인 검증하기 위함이다.

레일 기어박스 강도에 가장 불리한 시험 조건이 시트 전후방 위치에서

중간 위치이다. 중간 위치에서 120%, 130%, 140% 하중 부하 후 작동

여부 확인하고 시트 최전방 위치와 최후방 위치에서 각각 120% 부하

후 작동 상태를 평가 진행하였다.

                                         

(1) B 필러(Pillar): 승용차 차제에서 루프(Loop)와 연결된 필러의 맨 앞쪽을 기준으로

A 필러, 두 번째 중간을 B 필러, 세 번째 C 필러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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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최전방 위치 시트벨트 앵커리지 시험결과 (120%)

최전방 위치 120% 하중 부하 시험 결과 레일 상단 프레임 일부 변형

은 발생되었으나 레일 기어박스 작동은 원활하게 작동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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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중간 위치 시트벨트 앵커리지 시험결과(120%)

시트 중간 위치 120% 하중 부하 시험 결과 레일 상단 프레임 일부 변

형은 발생되었으나 레일 기어박스 작동은 원활하게 작동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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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중간 위치 시트벨트 앵커리지 시험결과(130%)

시트 중간 위치 130% 하중 부하 시험 결과 레일 상단 프레임 일부 변형

은 발생되었으나 레일 기어박스 작동은 원활하게 작동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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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중간 위치 시트벨트 앵커리지 시험결과(140%)

시트 중간 위치 140% 하중 부하 시험 결과 레일 상단 프레임 변형이

30mm 이상 발생되었으나 레일 기어박스 작동은 원활하게 작동 되었다. 

프레임의 임계강도가 약 150% 수준으로 추가 하중 시험은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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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최후방 위치 시트벨트 앵커리지 시험결과(120%)

시트 최후방 위치 120% 하중 부하 시험 결과 레일 상단 프레임과 어퍼

레일 변형이 발생되었으나 레일 기어박스 작동은 원활하게 작동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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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시트벨트 앵커리지 시험결과 그래프

[그림 4-14] 그래프는 시험하중을 실린더의 초기하중을 부하하고 10

초 동안 목표 하중에 도달시키고 5초 유지 후 10초 동안 하중을 줄이는

순서로 시험 진행했다. 파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험 결과 그래

프는 [그림 4-14]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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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기어박스 분해 분석 결과(중간 위치)

기어박스 강도에 가장 불리한 시트 중간위치에서 시험결과 분해 분석한

결과 [그림 4-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어박스가 하중 방향으로 약

2mm 영구 변형이 발생되었지만 부품의 파손이 없고, 원활하게 작동이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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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기어박스 분해 분석 결과(최전방과 최후방 위치)

시트 최전방 위치와 최후방 위치 시험결과 분해 분석한 결과 [그림 4-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어박스 변형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원활하게

작동이 되었다. 안전법규 시험 시트벨트 앵커리지 시험결과 요구강도와

강도시험 후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는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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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금속재료에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를 응용하

여 자동차 시트의 파워 레일 기어박스 경량화에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

였다. 원리연구, 해석과 실험을 통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최적의 구

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어박스에서 요구되는 정하중 강도 2,000kgf를 만족하기 위해 하

우징의 물리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원리실험으로 기존 대비 약

48% 수준으로 강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2) 하우징 소재 물리적 특성이 기어박스에서 정하중 강도에 영향을 줄

이고 요구되는 강도를 만족하기 위한 마운팅 브라켓 구조에 관한

최적의 조건을 도출하였다.

(3) 하우징 소재 선정을 위해 고온 및 저온의 극한환경의 사용 조건, 

사출성형 치수 안정도, 물리적 특성, 작동내구 성능, 마찰 특성에

따른 작동감성을 고려한 양산 적용 가능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

재 3종을 제시하였다.

(4) 플라스틱 하우징을 적용한 기어박스 기존 대비 부품 수 39% 줄이

고, 30% 경량화 최적 조건의 디자인을 도출하였다

(5) 정하중 강도 해석을 통해 기어박스에서 요구되는 강도의 101% 결

과를 확인하였다.

(6) 모터로부터 전달받은 입력 토오크를 기준으로 동력이 전달되는 접

점들의 분력과 마찰손실을 수식화하고 기어박스의 이론적 추력값

111.97kgf 결론을 얻었고 기어박스에서 요구되는 추력 80kgf 이



- 48 -

상 만족하는 결과를 입증했다.

(7) 기어박스 추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들의 민감도를 수식화된

계산으로 분석한 결과 기어의 마찰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

자로 도출하였다.

(8) 최종 디자인된 플라스틱 기어박스 시제품을 제작하여 정하중 강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요구강도는 2,000kgf 이상으로 플라스틱 기어

박스 시험결과 2,408kgf으로 만족하였다. 그리고 기존 기어박스와

비교 시험에서 파괴강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기어박스가 동작하지 않는 파괴 직전의 항복강도에 대

한 실험 결과 기존 금속재 ZnDC3종 1,500kgf, 플라스틱 PA66 

MF28% + GF10% 1,270kgf, PA66 MF40% 1,350kgf 차이점을

비교실험으로 분석하였다.

(9) 자동차 안전법규 시험 시트벨트 앵커리지 시험을 진행하였다. 요구

강도 100%를 만족해야 한다. 안전율 고려하여 120% 이상 목표로

하고 시험 후 기어박스가 파손 상태와 작동가능 여부를 분석하였다. 

시험결과 결과 시트 최전방 120% 시험, 중간위치 120% 시험, 

130%, 140%, 최후방위치 120% 시험 후 모터로 작동 상태 확인

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엔지니어링 플

라스틱 소재를 적용하여 시트 레일 기어박스 경량화 30% 실현하

였고, 기어박스가 요구하는 성능과 강도를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검증하여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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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al Design of Ultra-Light 

Gearbox with Engineering Plastic Material

Cha, Jae Won

Department of Industrial Management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University of Ulsan

The automotive industry is engaged in many research activities to 

lighten components to solve energy and environmental problems. 

Among them, the car seat consists of several module components. 

Typical module components include motors, gearboxes, fasteners, 

electronic control units (ECUs) and switches. Most of the module parts 

are made up of automated production processes because they are 

commonly applied to multiple models. Automated production lines have 

high cost of facility investment, but they are highly competitive in 

manufacturing costs due to stable quality and mass production. Module 

parts are fiercely competing with global competitors for bidding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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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OEM).equipment manufacturing 

(O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duce weight of more 

fundamental parts and manufacturing costs through structural 

optimization and material modification of power seat rail gearbox 

module parts. It is intended to implement lightening by applying the 

parts with the highest weight in the gearbox as engineering plastics, 

which are non-metallic materials, from metal materials. Engineering 

plastics’ weight is only 15% of metallic materials, so the advantage 

of lightening is very large, but only the material cannot be changed due 

to its low mechanical properties and low ductility. This is because size 

limitation, strength, durability, and basic performance that are needed 

for gearboxes must all be satisfied. Engineering plastics also have good 

friction characteristics which can reduce the number of parts compared 

with using metallic parts.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gearbox was 

optimized through principle experiments and material selection for the 

strength required by the gearbox, and its validity was demonstrated 

by strength analysis and experiments. Furthermore, we theoretically 

demonstrate the required performance in gearboxes and study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most sensitively. Power seat rail gearboxes 

with engineering plastics studied in this paper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ing global competitiveness by lightening 

innovative parts and reducing manufacturing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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